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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, 계획,
프로그램 혹은
사업의 내용

평가방법

의사결정에
영향을
받는 건강결정
요인

평가결과

- 도시재정비정책, 특히 지역내 비만수준의 감소를 위한 도시 디자인에 중점
을 두었음
- Let’s Beat Diabetes 전략(제2형 당뇨병 발생예방 및 지연을 위한 국가수
준의 정책이며, 지역별로 구체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함)과 연계하여 HIA를
진행하였고, 주로 Mangere 사회주거지역내 주택과 공원에 대한 재정비사업
에 대해 평가하였음
-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HIA의 대상에 대한 개략적인 이슈 정보를 정리하
여 스코핑을 위한 반나절 회의(2006년 2월 7일) 이전에 회의 참석대상자들에
게 전달함. Mangere Growth Centre Plan의 잠재적인 긍정적/부정적 건강
/웰빙 영향을 평가함으로서 Manukau시의 Let’s Beat Diabete’s 전략에 도
움을 주려는 것이 목적임
- 확인(Appraisal)단계로 한나절 rapid 워크샵을 진행함. 정부 및 지역사회
내 다양한 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석하게 했고, 미리 참석자들을 두 그룹으
로 분리하여 서로 다른 주제를 할당함. 상당한 양의 데이터(지역사회의 인구사
회관련 데이터, 문헌분석 등)를 수집하고 요약하여 참석자들에게 제공함. 이
워크샵에서는 영국의 rapid appraisal 도구와 Public Health Advisory
Committee의 HIA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만든 그룹별 질문지를 이용함.
- 사회네트워크
- 신체활동
- 계획
- 안전, 주거
- Pershore지역계획에 대해 신체활동, 사회적 유대감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
대한 접근도, 개인/지역사회의 안전도, 주택문제에 있어긍정적인 건강영향을
미칠 것임
- Art Center 계획은 주민들의 정신건강 수준을 높이고 지역사회 소속감을
높이는데 영향을 줄 것임. 특히 mangere는 다문화 지역이고, 청소년의 우울/
자살이 높으며 청소년 집단의 폭력이 사회문제인 곳이기 때문에, 다양한 문화
에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이벤트나 활동들을 마련한
다면 지역사회의 사회적 통합에 도움이 될 것임

HIA의
평가결과
적용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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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The Mangere Growth Centre Plan 및 HIA 개요
뉴질랜드 Aucklnad주에서 ‘Auckland 지역 성장 전략’을 발표하자,
Mangere 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지역사회 발전 계획으로 Mangere
Grothw Gentre 계획안을 내놓았다. Mangere 계획은 20년의 비전을
제시하는 장기 계획안으로, 공적/사적 영역, 지역사회, 회사 경영주와 토
지 소유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미래 개발
전략을 담고 있다. 이 계획안은 Mangere 지역의 인구 증가를 관리하는
도시재정비정책으로, 특히 지역 센터에 건립과 지역 센터의 800m 반경
(도보로 10분 거리)안에 주거 구역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.
계획안의 최종안이 발표되고 난 후, 계획안대로 잘 실행될 수 있는지
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HIA를 실시하기로 했다. 계획안에 대한 HIA는
‘Let’s Beat Diabetes‘ 전략(제2형 당뇨병 발생예방 및 지연을 위한 국
가수준의 정책이며, 지역별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)와 연계
하여 수행되었고, 도시 디자인이 지역 내 비만수준의 감소에 어떤 영향을
미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.
Auckland 지역 보건국(Auckland Regional

Public

Health

Service, ARPHS)은 Quigley and Watts Ltd(Q&W Ltd, 2005년에 설
립된 HIA 전문 회사)에게 HIA 간이 평가 워크샵을 맡겼다.

다. HIA 단계별 수행 내용
1) 스크리닝 단계
ARPHS와 Manukau 시의회의 첫 회의에서 Mangere 계획안에 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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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IA 수행 여부를 결정하였다. 그들은 계획안이 지역사회의 건강결정요
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, 계획안을 실행한다면 특히 Mangere 지역 내
거주 비율이 높은 마오리족과 태평양 제도민(Maori and Pacific people)들에게 평등하게 건강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. 또한,
Manukau 지역의 보건위원회에서는 Let’s Beat Diabetes 전략 내 비만
을 유발하는 환경의 한 요인으로 도시 디자인 꼽았는데, 이 계획안이 실
시된다면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. 또
한, Mangere 계획안에 대한 HIA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
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.

2) 스코핑 단계
Auckland주 보건국(Auckland Regional Public Health Service),
Manucau 시의회, Counties Manucau DHB, Housing New Zealnad
Corporation, 지역사회 지도자, 의료계 종사자 등 총 17명의 이해관계
자들을 모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. 이들에게 스코핑 회의(2006년 2
월 7일)를 실시하기 이전에 HIA의 대상인 Mangere 계획안에 대한 개략
적인 정보와 이슈를 전달했다.
운영위원회는 스코핑 회의에서 Mangere 계획안의 잠재적인 긍정적/
부정적 건강 영향을 평가함으로서 Manukau시의 Let’s Beat Diabete’s
전략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 목적임을 합의하고, HIA 수행을 위한 세부 계
획을 세웠다. HIA를 위한 예산과 인력,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이
HIA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. Mangere 계획안 전체에 대해 HIA를 수행
하는 것 보다는, 계획안 중 가장 먼저 실행될 예정인 계획안에 한정하여
집중적으로 HIA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. 최종적으로, Mangere 계획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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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 가장 먼저 실행될 예정인 ‘Preshore 구역’ 계획과 예산이 마련된 ‘예
술 센터(Arts center)’ 건축 계획을 HIA의 대상으로 선정했다.
또한, 회의 참석자들은 Mangere 계획안 HIA에서 고려해야할 주요 건
강결정요인으로 ‘신체활동 및 영양’, ‘사회적 연계성’, ‘개인/지역사회의
안전’, ‘서비스 접근성 과 고용’, ‘주거’, ‘공공 공간’을 선정했다.

3) 확인(Appraisal) 단계
Mangere 계획안의 잠재적 건강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루 동안 간
이 워크샵을 개최하였다. 정부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의 이해관계자
들을 참석하게 했고, 22명의 참석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했다.
상당한 양의 데이터(지역사회의 인구사회관련 데이터, 문헌분석 등)를 수
집하고 요약하여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. 각 그룹에 영국의 rapid appraisal 도구와 Public Health Advisory Committee의 HIA 가이드라
인을 참고하여 개발한 질문지를 나눠주고, Pershore 구역 계획안과 예술
센터 계획안에 대하여 평가하게 했다.

4) 의사결정 및 권고안 작성 단계
Pershore지역계획으로 인해 신체활동량이 증가될 것이고, 비만과 당
뇨의 위험도가 낮아질 것이며, 사회적 유대감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
접근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졌다. 또한 개인 및 지역사회의 안전도,
주택 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건강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.
Art Center 계획이 주민들의 정신건강 수준을 높이고 지역사회 소속
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졌다. 특히 Mangere는 다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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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이고, 청소년의 우울/자살이 높으며 청소년 집단의 폭력이 사회문제
인 곳이기 때문에, 다양한 문화에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소속감을 느끼
게 하는 이벤트나 활동들을 마련한다면 지역사회의 사회적 통합에 도움
이 될 것이다.
Mangere 계획에 대한 HIA의 권고안은 기관별로 작성되었다.
Pershore 구역 계획과 관련하여 Manukau 시의회에 전달한 권고안의
일부는 아래와 같다.
Ÿ 계획한대로 인구가 증가된다면 의료, 교육, 교통수단에 대한 서비스
요구도가 높아질 것임. 이에 대비하여 조직적인 기획을 해두어야 서
비스 확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. 현재 해당 지역 취약집단
들의 서비스 접근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과도기적 시점에 취약집단에
대한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두는 것이 중요함
Ÿ 공원, 주거지역, 가로경관 등을 디자인하는데 CPTED(범죄 예방을 위
한 환경 디자인)를 적용해야 함
Ÿ 계획안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면 주거 밀집도가 높아져 소음 규제가
필요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소음 관련 신축 건물 규정의 수준을
강화해야 함
Ÿ 보행로의 너비는 최소 3미터여야 하고, 자전거 도로와 차선을 구분하
기 위하여 두 도로 사이에 물리적인 장치를 설치해야 함
Ÿ 자전거 이용자를 위하여 자전거 거치대 등을 마련할 것
Ÿ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식수대를 제공할 것
Ÿ 또한, Pershore 구역 계획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주택부에 전달한 권
고안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.
Ÿ 거주구역 개발에 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얻기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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뷰를 기획할 때 반드시 마오리족과 태평양 제도민들을 대상자 안에
포함시켜야 함
Ÿ 해당 지역 개발에 있어 지역 내 인력을 이용할 것을 명시해야 함
Arts center 계획과 관련하여 Manukau 시의회에 전달한 권고안의
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.
Ÿ Art center는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Mangere 지역사회, 특히 청소
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함
Ÿ 미혼모 청소년, 장애가 있는 청소년 등 배제되기 쉬운 청소년 그룹을
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것
Ÿ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체활동을 증진할 수 있게 할 것
ARPHS에게 전달한 권고안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.
Ÿ HIA의 권고안을 반영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Manukau
시의회와 뉴질랜드 주택부와 협력이 필수적임
Ÿ Manukau 시의회와 뉴질랜드 주택부와 협력하여 Pershore 구역에
건강예방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착시킬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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